
AM 9:00

창의
Creativit

y

공유의 사촌 동생.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학습용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움직이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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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C언어

DAY 1.

두근두근! C언어와의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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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AY 1 | 두근두근! C언어와의 첫 만남!

➜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복해서 써야 하는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 두고 편리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열을 사용해 많은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포인터를 사용해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표준입출력 함수와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사용해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C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include <stdio.h>

int main()

{

 printf("C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아요!\n");  

 return 0;

}

C언어란? C Programming Language

C언어의 특징

소스 코드

결과

C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아요!

그런데 C언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언어를 만들었다고?!

1970년대에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유닉스
Unix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대요.

학습내용

01

학습내용

02
C언어는 몇 가지의 예약어Keyword랑 미리 정의되어 있는 여러 함수를 이용해서 프

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C언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지금은 어렵게 

들리겠지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뭔지 전혀 모르신다고요? 일단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드

려야겠네요. C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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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C언어

Orwell DevC++ 통합개발환경의 화면이에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 소스 코드 작성     ➜ 디버깅     ➜ 변수 값 추적 등이 가능해요.

통합개발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C언어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C언어는 구조가 단순하고 쉬운 편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성능이 좋아 

여러 가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나 응용 프로그램, 웹 서비스까지 거

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IDE가 뭐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뭐지?

IDE는 통합개발환경이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소스 코

드Source Code 작성, 컴파일Compile, 오류확인 및 수정기능 등을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도구가 필요해요. C언어로 프로그램을 만

드는 프로그램인 IDE를 설치해야 하죠. 그럼 설치에 대해 알아 볼까요?
학습내용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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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AY 1 | 두근두근! C언어와의 첫 만남!

이제 IDE를 설치해 보죠. 프로그램 설치는 아주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C언어 프로그램 설치하기

검색 사이트에서 Orwell DevC++를 검색하거나,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sourceforge.net/projects/orwelldevcpp/를 입력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를 찾아요.  

다운로드를 눌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설치파일을 실행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Korean로 설정해야겠죠?

GPL 라이센스에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설치할 구성 요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게 많으

니까 기본으로 선택하는 게 편리해요. 설정 없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세요.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본으로 선

택하죠. 설정 없이                 버튼을 누르세요.

➊ 검색

➋ 다운로드

➌ 설치 단계 1

➍ 설치 단계 2

➎ 설치 단계 3

➏ 설치 단계 4

따라하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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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C언어

그런데 C언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이것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하지만 학습용으로는 무료 버전의 Orwell DevC++(5.4.2)이 

편리해요. 전문가들이 쓰는 개발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제 설치가 완료됐네요. 이 정도는 다들 할 줄 알잖아요.

➐ 설치 단계 5

처음 실행할 때 사용 언어를 한국어Korean로 설정해요. 설마 영어가 

더 편하지는 않겠죠?

소스 코드를 표시하는 글꼴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취향에 따라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세요.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주 사용하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위한 캐시 설정 부분이에요. 아직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버튼을 누르세요.

➊ 메뉴 언어 설정

➋ 글꼴 설정

➌ 글꼴 설정 확인

➍ 라이브러리 캐시 설정

환경 설정하기

 그럼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해 볼게요.
따라하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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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DAY 1 | 두근두근! C언어와의 첫 만남!

소스 코드 작성의 기초

      DevC++를 실행 한 다음 [파일]-[새로 만들기]-[소스 파일]을 

누르면 소스 코드 편집 화면이 나와요.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도 끝이에요.

소스 코드 편집 화면에 왼쪽에 나온 것과 똑같이 소스 코드를 작성

해 보세요. 특수 문자나 기호, 대소문자 까지도 정확하게 똑같이 작

성해야 돼요.

설정을 완료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네요.

그대로 다 적었으면 이제 소스 코드를 저장해야죠. [파일]-[저장]을 

눌러서 파일 저장 창을 띄워요.

원하는 위치에 “이름없음.cpp”로 소스 코드를 저장하세요. 물론 파

일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죠.

➊ 소스 코드 작성 1

➎ 설정 완료

➋ 소스 코드 작성 2

➏ 환경 설정 완료

➌ 소스 코드 저장 1

➍ 소스 코드 저장 2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봐요. C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따라하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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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C언어

그런데 아까부터 소스 코드Source Cod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소스Source가 되는 코드Code예요. 소스 코드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컴파일러Compil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 가능한 

실행파일이 만들어져요. 소스 코드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비슷하네요.

저장이 완료되면 “이름없음.cpp” 파일이 DevC++ 아이콘으로 표시

돼요. 어렵지 않죠?

➎ 소스 코드 파일 확인

컴파일 Compile

소스 코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실행]-[컴파일]을 클릭해요. 익숙

해지면 단축키 F9 를 눌러도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시작돼요. 작성한 소스 코드가 정확하다

면 특별한 메시지 없이 컴파일이 끝나게 되죠.

➊ 컴파일

➋ 컴파일 결과 확인

소스 코드 작성이 끝났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해요. 

C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실행파일Executable File로 변환하는 과정

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소스 코드는 설계도에 해당되고 프로그램이 완성품인 그런 느낌인가?

따라하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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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DAY 1 | 두근두근! C언어와의 첫 만남!

컴파일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

컴파일 내용이나 결과는 아래쪽의 “컴파일 로그” 

탭을 누르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다음 다시 컴파일 하세요.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완료되면 “이름없음1.cpp”파일에 저장된 소스 

코드의 내용이 “이름없음1.exe”라는 실행파일로 만들어져요.

➌ 실행 파일 확인

혹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컴파일 후 바로 실행하기

[실행]-[컴파일 후 실행]을 클릭해요. 아니면 단축키 F11 을 눌러도 

프로그램이 실행돼요. 소스 코드가 이상이 없다면 컴파일된 다음 바

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예요.

첫 프로그램 코딩을 축하합니다!

➊ 컴파일 후 실행 1

➋ 컴파일 후 실행 2

 이제 컴파일이 끝났으니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따라하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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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C언어

그럼 이제 C언어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

로 작성해서 컴파일 한 다음 실행해 보세요.

연습문제

01

#include <stdlib.h>
int main()
{
 system("start http://www.juniorsw.com");
 return 0;
}

소스 코드

어때요? 신기하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작성해

서 컴파일 한 다음 실행해 보세요.

연습문제

02

#include <stdlib.h>
int main()
{
 system("start http://www.youtube.com/v/30fEaWYR8ww?autoplay=1");
 return 0;
}

소스 코드

이번에는 화면을 변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C로 만들어 봐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

를 그대로 작성해서 컴파일 한 다음 실행해 보세요.

연습문제

03

#include <stdlib.h>
int main()
{
 system("start \magnify\ C:\\Windows\\System32\\Magnify.exe");
 return 0;
}

소스 코드

결과

➜ http://www.juniorsw.org/ 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

결과

➜ https://youtube.googleapis.com/v/30fEaWYR8ww?autoplay=1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 (주소아 홍보 동영상)

결과

➜ Magnify.exe(화면확대 축소 돋보기)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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